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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목) 전반기 PBL소위원회 회의
1월 10일(화) 임상실습소위원회 회의
1월 21일(토) 신임 Tutor Workshop
1월 24일(화) PBL Tutor Seminar
2월 23일(목) 강북 임상실습소위원회 회의
3월 3일(금)(예정) 창원 임상실습소위원회 회의
3월 11일(토) 신임교수워크숍

교육이 끝난 후 설정된 학습성과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때학습성과의수준에맞는평가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tep 2. 학습성과에 따른 평가방법 결정하기

학습목표와 학습성과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표준화 - 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결과(필수성과)를 내도록 보장한다. 

 명확한목표를통한동기증진 -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업 종료 후 보여야 하는 결과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이를 위해 학생 자신

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왜 성과바탕교육인가

학생이졸업하는시점에갖추어야할 역량과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학습성과를 먼저 정하고, 학생이 필요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접근법이다. 

1. 성과바탕교육이란?

시기성과
Phase outcomes

졸업성과
Exit outcomes

과정성과
Course outcomes

수업성과
Lesson outcomes

개별강의 학습성과과목의 학습성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보여주어야 할 최종 학습성과(졸업성과)를 우선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별, 과정별, 수업별 학습성과를 설정한다. 

개발 순서1

학습성과의 수준 결정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전체 교육과정의 각 시기 또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보여야 할 학습성과의 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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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는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한다.

① 학습자(Learner): 현재 어떤 수준의 학생인지에 대한 기술 ② 학습이 끝난 후 수행해야 할 최종 과제(Task)

③ 그 수행을 보여주어야 할 맥락(Context)    ④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Criterion)

학습성과 작성 방법3

내과 임상실습 과정을 마친 학생(learner)은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context) 약리작용과 부작용을

고려하여(criterion) 적합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선택할 수 있다(task).

예

성과바탕교육(수업)을 설계할 때는 순서대로 다음 4가지를 생각하자!!

1. 학습자가 나의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가

2. 현재 학습자(학년)에게 적절한 수행 수준(level)은 무엇인가 (학습시기의 성과와 부합하는가)

3. 교육 후 기대하는 수행을 학생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평가)할 것인가

4. 기대하는 성과를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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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학습성과 개발하기

2. 성과바탕교육과정 설계과정

‘성과바탕교육과정(Outcome-Based Curriculum) 설계의 기본’

2016년 12월호 (통권 34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Webzine

• 역량(Competency): 지식, 술기, 태도의 총체적인 행동 특성

• 성과(Outcome): 역량을 성취하였음을 관찰, 측정할 수 있는 행동지표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수업설계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출발했다면(교수자 중심), 성과바탕교육은 교육이 종료

된 시점에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학습자중심) 이에 따라 평가방법과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학습목표
(Instructional objectives)

학습성과
(Learning outcomes)

차이점 교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내용 기반 의사로서 해야 할 일(직무)과 직관적인 연관성

예
①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약리작용에 따른 분류와 적응증

을 이해할수있다.
②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부작용을 설명할수있다.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약리작용과 부작용을 고
려하여 적합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선택할수있다.

Novice

Advanced beginner

Competent

Proficient

Expert

Dreyfus model of skill acquisition(1981)

Does

Shows how

Knows how

Knows what

Miller’s pyramid of clinical competence(1990)

Mastery

학습성과 평가방법 교육내용및방법

소화기계질환의 흔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
여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정보를 통하여 주요 원인
을 감별할 수있다.

환자 시나리오를 주고 환자증상에
대한 주요 원인을 감별하는 것을 묻

는 modified essay question

환자 증례를 주고 증상의 원인
감별을 조별로 토론하여 발표

소화기계질환의 흔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
여 신체진찰을 수행할 수 있다.

모의환자 신체진찰 관찰
환자면담 비디오 시청

병동 및 외래 관찰
모의환자진찰

Does

Shows how

Knows how

Knows what

평가방법 학습성과의수준

포트폴리오, 직무중심평가(WBA; Workplace-based assessment)

포트폴리오, 직무중심평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포트폴리오, 직무중심평가, OSCE, 필기시험

필기시험

학습자가 성취하여야 할 학습성과를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학습경험(교수〮학습전략과핵심학습내용)을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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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몸의정상구조와기
능을설명하고몸의
이상반응의발생기
전과병태생리를설
명할수있다. 

소화기학

환자에게병력청취, 
신체진찰, 진단계획, 
치료계획, 급성및응
급조치, 예방및환자
교육을할수있다. 

소화기질환에서흔히보
이는증상을호소하는환
자의병력청취와신체진
찰정보를근거로원인을
감별을할수있다. 

복부팽만환자의
병력청취와신체
진찰정보를바
탕으로복부팽만
의원인을감별
할수있다. 

수업성과과정성과졸업성과

인체의구조와발생
인체행동과가능
인체의미세구조와

기능
질병의병리

병태생리와임상양
상을바탕으로환자
의문제해결을시도
할수있다.

내과

흔한소화기계증상이발
생하는기전을소화기관
의구조와기능을근거로
설명할수있다.

흔한소화기증상을호소
하는환자에게감별을위
한병력청취와신체진찰
을시행할수있다. 

시기성과

Phase2. 
실습전임상

Phase1. 
기초의학

Phase3. 
임상실습

학습성과 개발의 예

복부팽만

진료에필요한기본
과학적지식과임상
술기를적용하여환
자의문제해결을할
수있다.

예

예 수준별 평가방법의 예

Step 3. 학습성과에 따른 교육방법 결정하기

웹진 창간 Event!

’수업성과’ 한 개를 작성하여 1월 15일(일)까지 의학교육실

(mededu@skku.edu)로 보내주세요. 올바르게 작성하신 두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